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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보건보건보건보건 활동활동활동활동 강화강화강화강화 및및및및 개선을개선을개선을개선을 위해위해위해위해 6억억억억 7,200만여만여만여만여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교부금을교부금을교부금을교부금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 시행될시행될시행될시행될 162개개개개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총총총총 15억달러를억달러를억달러를억달러를 투자하다투자하다투자하다투자하다 

 

중요중요중요중요 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 환자환자환자환자 보호보호보호보호 방식을방식을방식을방식을 개선하고개선하고개선하고개선하고 이런이런이런이런 시설들이시설들이시설들이시설들이 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 보다보다보다보다 지속성을지속성을지속성을지속성을 
갖추게갖추게갖추게갖추게 될될될될 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보건 서비스 제공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향상시키기 위해 73개 프로젝트에 6억7,290만달러의 교부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가 뉴욕주에서 개업하고 있는 보건 서비스 업체가 중요한 자본과 인프라 

개선에 비용을 대고 보건 시스템을 통합하고 개발하기 위해 뉴욕주가 약속한 15억 

달러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는 환자 돌봄 서비스와 중요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우리 보건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탈바꿈하는 중요 자본 및 인프라 개선을 

지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는 뉴욕이 21세기 보건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데 미국을 선도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교부금은 CRFP(Capital Restructuring Financing Program)와 EHCPSP(Essential 

Health Care Provider Support Program)를 통해 지원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DSRIP(Delivery System Reform Incentive Program)의 목표를 지지하면서 Cuomo 

주지사가 마련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뉴욕과 연방정부 간의 획기적인 

포기로 발생한 Medicaid 절약분 73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주요 기제입니다. 

 

DSRIP 목표에는 2020년까지 보건 비용 감소, 뉴욕주민 건강 향상, 피할 수 있는 병원 

입원 및 응급실 방문 25%까지 감소, 안전망 보건 서비스 제공업체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가 포함됩니다.  

 

상원상원상원상원 다수당다수당다수당다수당 대표대표대표대표 John J. Flanagan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규모 

투자는 많은 관련 시설들이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다 나은 보건 

모델로 전환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원 보건위원회 의장인 Kemp Ha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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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동료 의원님들, 기타 정부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성원으로 우리는 보건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 시스템 기반의 전환의 일환으로 모든 커뮤니티에서 돌봄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Carl Heastie 하원하원하원하원 대변인은대변인은대변인은대변인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수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항상 하원 다수당의 최고 우선사항이었습니다. 또한 , 일류 병원과 보건서비스 시설은 

근본적으로 모든 커뮤니티에서 중요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뉴욕주민들의 수가 오르면서 

질 높은 보건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보건 시설들이 뉴욕주의 

필요사항에 보다 잘 부합하고 뉴욕주민들에게 가급적 최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령 기관 목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보건부보건부보건부보건부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의 방대한 

보건 시스템을 구조조정하려면 우리 시설에 대대적인 구조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보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지원금은 변화의 시기에 꼭 

필요한 보건 서비스 보존으로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기숙사청기숙사청기숙사청기숙사청(DASNY) 청장청장청장청장 겸겸겸겸CEO인인인인 Gerrard P. Bushell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DASNY는 뉴욕의 보건 서비스 전환을 뒷받침하는 이 지원금을 관리하는 데 뉴욕주 

보건부와 함께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확고한 보건 시스템은 뉴욕을 

경쟁력 있고 건강하게 이끌어 우리 뉴욕주의 경제를 떠받쳐줍니다.”  

 

상원상원상원상원 보건위원회보건위원회보건위원회보건위원회 의장인의장인의장인의장인 Kemp Hannon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보건부는 많은 

복잡한 교부금 요청을 평가하고 지리적인 상황 고려와 혁신적인 보건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교부금을 책정하는 어려운 일을 해내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이뤄진 이 발표는 

다가오는 예산 책정 기간에 입법부와 행정부에게 지원 받을 곳이나 추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을 파악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된 교부금의 범위와 그 

다양성을 보면 앞날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정책 입안자들이 뉴욕의 

보건시스템 개선과 전환을 하면서 겪는 사항입니다.” 

 

Michael Blake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환자들이 최상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해야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전체 커뮤니티에 즉각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이 중요한 자본과 인프라 개선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모두와 협력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GNYHA(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의의의의 Kenneth E. Raske 협회장은협회장은협회장은협회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자본을 통해서 인프라를 개선시키고 통합 병원 시스템을 알리고 

1차 돌봄 능력을 확대하게 될 프로젝트가 가능하여 병원들이 환자 돌봄 모델을 가꾸고 

보다 낫고 보다 효율적인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의 병원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관심과 리더십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와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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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보건협회보건협회보건협회보건협회(HANYS)의의의의 Dennis Whalen 협회장은협회장은협회장은협회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자본 투자는 

뉴욕 보건 시스템의 성공적인 전환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HANYS는 뉴욕주의 

보건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보건 개혁 목표 발전과 보건 인프라 개선에 중요한 매우 

시급한 자금을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보건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CHCANYS(Community Health 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의의의의 협회장협회장협회장협회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Elizabeth Swai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HCANYS는 1차 진료서비스를 뉴욕 

전역에 확대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 금액의 투자를 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보건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방자격인증보건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는 뉴욕주의 전환 활동에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기반의 

안전망 서비스 제공업체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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